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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v6 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기간 IPv4 와 공존해야 한다. 따라서 IPv4 와 IPv6 간 변환 기술이 필
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여러 가지 변환 기술이 제안되어 두 프로토콜간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.
그 중 NAT-PT 는 IPv6 기반의 네트워크와 IPv4 기반의 네트워크간에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
는 메커니즘이다. 그러나 IPsec 프로토콜의 인증 값 계산에는 TCP/UDP/ICMP 검사합 값을 포함해서
IP 주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NAT-PT 에는 IPsec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
하였다.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T-PT 와 IPsec 의 특성을 살펴보고, NAT-PT 의 보안상 문제점을 고
찰하였으며 NAT-PT 에 IPsec 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.

1. 서론
IPv6[1]에 관한 연구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
되고 있으며, 그 중 IPv4 와의 변환 기술에 관한 연
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IPv6 를 도입하기 위해서
는 기존의 IPv4 사용자들이 쉽게 IPv6 로 이동할 수
있게 도와주는 몇 가지 변환 메커니즘들이 필요로 하
며, 그 중 NAT-PT(Network Address Translation Protocol Translation)[3]는 IPv6 기반의 네트워크와
IPv4 기반의 네트워크 경계에서 IP 패킷의 헤더를 변
환하여 그 둘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변환 메커니즘이
다. NAT-PT 에서 헤더변환은 SIIT(Stateless IP
ICMP Translation)[4]에 기술된 IPv4/IPv6 헤더 변
환 규칙을 사용하고, 각 연결마다 임시로 할당할 IP
주소는 경계 라우터인 NAT-PT 의 address pool[3]
에서 할당한다. 그러나 IPsec 프로토콜의 인증 값 계
산에는 TCP/UDP/ICMP 검사합(Checksum) 값을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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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해서 IP 주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NAT-PT 에 IP
계층의 보안 프로토콜인 IPsec[5]을 적용 할 수 없
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. 본 논문에서는 NAT-PT 의
보안상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
였다.
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2 장에서는 NATPT 의 기본 동작과정과 IPsec 의 AH(Authentication
Header)[6],
ESP(Encapsulating
Security
Payload)[7] 프로토콜의 특징을 소개한다. 3 장에서
는 NAT-PT 에 IPsec 프로토콜을 적용하였을 경우
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,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
NAT-Traversal[8][9] 방법을 NAT-PT 에 적용하
는 방안은 4 장에서 설명한다. 마지막 5 장에서는 결
론 및 향후 연구 계획으로 마무리 한다. 본 논문에서
기술된 내용은 TCP 뿐만 아니라 UDP 와 ICMP 에서
도 모두 동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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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 연구
NAT-PT 는 IP 주소 변환과 TCP 헤더의 검사합 값
을 갱신하며, IPsec 은 AH 와 ESP 를 사용하여 IP 계
층에서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.
2.1 NAT-PT.
IPv6 기반의 노드가 IPv4 기반의 노드로 패킷을 전
송할 경우, DNS-ALG[3]의 도움으로 IPv4 DNS 서버
로부터 목적지 IPv4 주소를 획득하고, 송신용 IPv4
주소를 NAT-PT address pool 로부터 할당 받은 후,
NAT-PT 에서 할당 받은 PREFIX 로 IPv6 주소[3]를
구성하여 패킷을 전송한다. NAT-PT 에 도착한 패킷
은 address pool 에서 할당한 IPv4 주소와 PREFIX 를
제거한 IPv4 주소로 변환되고, TCP 헤더의 검사합을
갱신하여 패킷을 IPv4 노드에게 전송한다.

Control), 비 연결형 무결성(Connectionless Integrity),
IP 데이터 그램에 대한 데이터 발신 인증(Data Origin
Authentication)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선택
적으로 재전송 공격 방지(Anti-Replay) 서비스를 제
공할 수 있다. 그림 2 는 AH 프로토콜 헤더의 구조와
ICV(Integrity Check Value)[6] 계산에 포함되는 부분
을 나타내었다. AH 는 IP 헤더 필드와 AH 헤더, 그리
고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헤더의 정보를 사용하여
ICV 를 계산한 다음 Authentication Data 필드에 삽입
한다. ICV 계산에는 HMAC(Keyed-Hashing for
Message
Authentication)[12]과
MD5(Message
Digest)[13], 또는 SHA-1(Security Hash Algorithm)
알고리즘이 결합된 HMAC-MD5 와 HMAC-SHA-1 알
고리즘을 사용한다.
2.3 IPSec ESP
ESP 헤더는 페이로드에 대해서 AH 가 제공하는
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비밀성(Confidentiality) 서비
스를 제공한다.
Security Parameters Index (SPI)

Auth.
Coverage

Sequence Number
Payload Data (variable)

Conf.
Coverage

Padding (0-255 bytes)
Pad Length

Next Header

Authentication Data (variable)
그림 1. NAT-PT 의 동작 과정
TCP 헤더의 검사합 값을 계산할 때에는 의사 헤더
(PseudoHeader), TCP 헤더, 응용계층으로부터 온 데
이터의 세 부분을 포함한다. 의사 헤더에는 IP 의 발
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NATPT 는 TCP 헤더의 검사합을 반드시 갱신해야만 한다.
2.2 IPSec AH.
Next Header

Payload Len

Reserved

Orig IP
hdr

ESP
hdr

TCP
/ UDP

Data

E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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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P
auth

그림 3. ESP 헤더의 구조
그림 3 은 ESP 프로토콜 헤더의 구조와 ICV 계산
에 포함되는 부분을 나타내었다. ESP 는 페이로드 필
드부터 Next Header 필드까지 암호화하며, AH 와는
달리 ICV 계산에 IP 헤더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, ESP
헤더에 포함되는 필드만을 사용한다. ESP 의 암호화
알고리즘에는 CBC(Cipher Block Chaining) 모드의
3DES(triple Data Encryption Standard)[14] 알고리즘
을 사용한다.

Security Parameters Index (SPI)
Sequence Number Field

Authentication Data (variable)
Orig
IP hdr

AH

TCP
/ UDP

Data

그림 2. AH 프로토콜 헤더의 구조
IPsec 에서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은
AH 와 ESP 가 있다. AH 는 접근 제어(Access

2.4 HTI(Header Translation Information) 메시지 사용
기법
NAT-PT 에 IPsec 을 적용하기 위해서 IKE 협상과
정 중 HTI[11] 메시지를 사용하는 기법이 제안된 바
있다. 이 알고리즘에서는 NAT-OA(NAT Original
Address)[8] 페이로드를 사용하지 않고 IKE(Internet
Key Exchange)[10] 협상 패킷이 NAT-PT 로 전달되
면, NAT-PT 가 새롭게 정의된 HTI 메시지를 사용하
여 Initiator 에게만 Responder 의 실제주소를 전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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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 후 패킷의 송신 노드가 NAT-PT 로부터 받은
수신 노드의 실제주소를 사용하여 NAT-PT 에 의해
갱신되는 TCP 헤더의 검사합 값을 예측 계산함으로
써 NAT-PT 에 IPsec 적용 방법을 제안 하였다. 그러
나 이 알고리즘은 UDP 헤더로 ESP 패킷을 캡슐화하
는 과정이 없으므로, NAT-PT 에 의해 TCP 헤더의 검
사합 값이 갱신되고, 수신측이 그 갱신된 TCP 헤더
의 검사합으로 ICV 를 계산하면 ICV 에 차이가 생기
게 된다. 따라서 패킷은 TCP 헤더의 검사합 값을 재
수정하기 전에 버려진다. 또한, 패킷의 송신측이 TCP
헤더의 검사합 값을 미리 예측하여 계산하는 방법은
본 논문이 제안하는 NAT-PT Traversal 에서도 가능하
며, 수신측에서 최종적으로 TCP 헤더의 검사합 값을
재 수정하는 과정이 수신측에서 진행되지 않고 송신
측에서 처리될 뿐 큰 의미는 없다.

NAT 와 크게 다르지 않다. 이에 본 논문에서는 NAT
에서 사용되고 있는 NAT 를 통과하기 위한 IKE 협상
과 IPsec ESP 패킷을 UDP 헤더에 캡슐화 하는 기법
통하여 NAT-PT 에 IPsec ESP 프로토콜을 적용하는
NAT-PT Traversal 방안을 제안 하였다.
4.1 NAT-PT 를 통과하기 위한 IKE 협상
IKE 협상과정 중 NAT 에서 사용되고 있는 Quick
Mode 의 NAT-OA(NAT Original Address)[8] 페이로
드를 이용하여 IPv6 기반의 노드와 IPv4 기반의 노드
들은 IPsec 에 사용된 실제의 주소를 서로 주고받을
수 있다. 따라서 각 노드들은 NAT-OA 를 통해 획득
한 실제 주소를 사용하여 TCP 헤더의 검사합 값을
재 수정할 수 있다.
Responder

Initiator
NAT-PT

NAT-PTPub

Iaddr (IPv6)

3. NAT-PT 에 IPSec 적용시 문제점
NAT-PT 에 IPsec 적용시 문제점은 AH 를 사용할
경우와 ESP 를 사용할 경우,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
해 볼 수 있다.
3.1 Authentication Header
그림 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AH 는 ICV 계산에 IP
헤더의 값과 TCP 필드의 값을 사용한다. 따라서
NAT-PT 에 의해 IP 헤더의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
소가 변환되면 수신측은 ICV 검증과정에 변환된 IP
헤더의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사용하므로 계
산된 ICV 가 틀려지게 되고 패킷은 버려진다. 뿐만 아
니라 NAT-PT 에 의해 추가적으로 갱신된 TCP 헤더
의 검사합 값도 수신측의 ICV 계산에 사용되므로 검
증과정에서 계산된 ICV 는 수신된 패킷의 ICV 와 차
이가 있다.
3.2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
ESP 헤더는 그림 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ICV 계산
에 ESP 헤더에 포함되는 부분만을 사용하므로 AH 처
럼 IP 주소 변환에 의한 문제는 없다. 그러나 TCP
헤더의 검사합 값이 ESP 헤더에 포함되므로, AH 와
마찬가지로 NAT-PT 에 의해 갱신된 TCP 헤더의 검
사합 값을 수신측의 ICV 검증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면
문제가 발생한다.

Raddr (IPv4)

HDR*, HASH, SA, Ni, [KE], [IDci, IDcr],
[NAT-OAi = Iaddr, NAT-OAr = PREFIX::Raddr]

HDR*, HASH, SA, Nr, [KE], [IDci, IDcr],
[NAT-OAi = NAT-PTPub, NAT-OAr = Raddr]

그림 4. IKE 의 NAT-OA 를 통한 NAT-PT Traversal 동
작 과정
그림 4.는 NAT-OA 페이로드를 사용하여 실제 주
소를 주고받는 과정이다. Iaddr 는 IPv6 노드의 실제
주소이고, Raddr 은 IPv4 노드의 실제 주소, 그리고
NAT-PTPub 는 NAT-PT 에 의해 할당 받은 IPv6 노
드의 IPv4 주소이다.
① Initiator (IPv6 nodes)
• NAT-OA initiator = Iaddr = IPv6 node's original
address
• NAT-OA responder = Raddr = PREFIX::IPv4
node's original address
② Responder (IPv4 nodes)
• NAT-OA initiator = NAT-PTPub = IPv6 node's
assigned address by NAT-PT address pool
• NAT-OA responder = Raddr = IPv4 node's
original address
4.2 IPsec ESP 패킷을 UDP 헤더로 캡슐화
IPv4

Orig IP
hdr

ESP
hdr

TCP

Data

ESP
trlr

ESP
auth

Before applying UDP.

4. NAT-PT Traversal 제안

IPv4

Orig IP
hdr

UDP
Hdr

ESP
hdr

TCP

Data

ESP
trlr

After applying UDP.

NAT-PT 는 NAT(Network Address Translation)[2]
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성질 또한

그림 5. UDP 헤더로 캡슐화된 ESP 패킷

ESP
aut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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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T-PT 가 ESP 헤더안쪽의 TCP 검사합 값을 갱
신하지 못하도록 그림 5 와 같이 UDP 헤더로 ESP
패킷을 캡슐화한다.
► UDP 헤더 캡슐화 하는 절차
① ESP 캡슐화
② UDP 헤더를 ESP 헤더 앞에 삽입
• UDP 헤더의 검사합 값을 0 으로 설정하면 UDP
헤더의 검사합 갱신 없이 NAT-PT 를 통과 할 수
있다. (IPv4 노드만 해당)
③ IP 헤더의 Total Length, Protocol, 그리고
Header Checksum 필드를 삽입된 UDP 헤더에
맞추어 수정 (IPv4 노드만 해당)
► UDP 헤더 역 캡슐화 하는 절차
① UDP 헤더 제거
② IP 헤더의 Total Length, Protocol, 그리고
Header Checksum 필드를 기존의 IP 헤더 값으
로 수정 (IPv4 노드만 해당)
③ ESP 역 캡슐화 과정
따라서 ESP 헤더 안의 모든 필드는 어떠한 변경도
없이 NAT-PT 를 통과할 수 있다.
4.2 TCP 헤더의 검사합 값 재수정
검사합 값의 갱신 없이 NAT-PT 를 통과한 TCP 헤
더의 검사합은 ESP 의 ICV 검증에는 문제가 없으나,
수신측에서 TCP 헤더의 검사합을 검증하는데 의사헤
더를 참조하므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. 이러한 문
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KE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
실제 주소를 사용하여 TCP 헤더의 검사합 값을 재
수정한다. 수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.
① 수신된 패킷의 TCP 헤더의 검사합 값으로부터
IP 헤더의 출발지 주소를 뺀다.
② TCP 헤더의 검사합 값에 NAT-OA 를 통해서 획
득한 실제 출발지 주소를 더한다.
③ 수신된 패킷의 TCP 헤더의 검사합 값으로부터
IP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뺀다.
④ TCP 헤더의 검사합 값에 NAT-OA 를 통해서 획
득한 실제 목적지 주소를 더한다.

5. 결론 및 향후 과제
본 논문에서는 IPv6 기반의 네트워크와 IPv4 기반
의 네트워크가 NAT-PT 를 사용하여 통신할 시에
IPsec 의 인증 값 계산으로 TCP/UDP/ICMP 검사합

(Checksum) 값을 포함해서 IP 주소가 사용되기 때문
에 일어나는 NAT-PT 와 IPsec 의 비호환성 문제를
분석하였고,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NAT 에서 사용
되고 있는 NAT 를 통과하기 위한 IKE 협상과 IPsec
ESP 패킷을 UDP 헤더에 캡슐화 하는 기법을 통하여
NAT-PT 의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
을 제안하였다.
향후 과제로는 NAT-PT 의 주소변환 과정이 아닌
헤더변환 과정(SIIT)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NAT
를 통과하기 위한 IKE 협상과 IPsec ESP 패킷을
UDP 헤더에 캡슐화 하는 기법의 사용이 NAT 에서와
같이 NAT-PT 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구현을 통한 검
증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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